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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문별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 본 구역은 "화성 지구단위계획"으로 경기도 고시 2003-146호로 결정된 

지역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화성

장안구 영화동, 연무동,

팔달구 북수동, 신풍동, 
남수동, 남창동, 매향동, 

지동, 교동 일원 등 

2,240,874 - 2,240,874

신풍지구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221-8일원
39,886 - 39,886

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수원영화 
문화관광지구

장안구 영화동
152-2번지 일원

20,460 - 20,4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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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계획

1. 용도지역 결정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의 55.5%, 일반상업지역 2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조로를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이 분포함

○ 준주거지역 1.5%로 장안문과 화서문 주변에 일부 분포함

○ 자연녹지지역은 16.5%로 팔달산, 동공원, 성곽 주변의 근린공원이 포함됨

구 분 계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일   반

상업지역

자   연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면적(㎡) 2,240,874 1,243,540 593,040 369,834 34,460

구성비(%) 100.0 55.5 26.5 16.5 1.5

규제사항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 용도지역 결정도 >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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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결정 

○ 일반미관지구는 정조로 및 창룡문로 주변에 15m 폭으로 지정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성곽주변, 화령전, 향교 및 팔달산 주변에 폭 15∼50m로 지정

○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팔달산 주변 성곽연결 

지역과 행궁에 지정

○ 최고고도지구는 팔달문과 장안문 주변 상업지역에 3층 이하, 기타지역은 

보호를 위해 3~7층 이하로 지정

○ 방화지구는 상업지역에 설정되어 있으며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일대는 

한옥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화지구에서 해제됨

    

구 분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최고고도지구 방 화 지 구

면적
(㎡)

626,638
(97,410)

416,580
(416,580)

76,250
(76,250)

741,160
(308,377)

1,978,469
(550,065)

규제
사항

높이:3층 이상
건축선:2m 후퇴

높이:3층 이하
건축선:1m 후퇴

문화재 관리· 보호를 
위한 건축은 가능

３~7층 이하
높이 규제

내화구조, 불연재료, 
방화설비 필요

    < 용도지구 결정도 >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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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계획

1. 기본방향

○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 및 신설함

○ 수원화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역사문화관광 기반시설을 정비 및 신설함

○ 옛길조성사업과 연계된 시설 등 재원부족 및 단기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폐지함

2.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시설 계획

○ 지구 내 전체 노선은 존치하고 지역주민의 거주환경개선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회 계획에서 5개 노선을 신설함

○ 일부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도로선형 및 연장을 변경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8 25~29.7 주간선
도로

1,740
(1,490) 

8호 교통광장
중동118도

5호 교통광장
장안동5-3도

일반
도로

건고69-336
1969.6.11

변경 대로 3 8 25~29.5 주간선
도로

1,740
(1,490) 

8호 교통광장
중동118도

5호 교통광장
장안동5-3도

일반
도로

건고69-336
1969.6.11

연장
변경

기정 중로 3 10 12 집산 
도로 653 대3-8

장안동59-4도
대3-4

화서동22-18
일반
도로

건고69-336
1969.6.12

변경 중로 3 10 12 집산
도로 653 대3-8

장안동59-4도
대3-4

화서동22-18
일반
도로

건고69-336
1969.6.12

선형
변경

신설 중로 3 153 13~17 국지
도로 131 대3-8

신풍동 231-1대
소2-1394

신풍동330-2도
일반
도로

수고13-317
2013.11.08

기정 중로 3 213 12~17 집산 
도로 348 중3-7 제29호 교통광장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변경 중로 3 213 12 집산
도로 520 중3-7 제29호 교통광장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선형
변경

폐지 소로 1 46 10~10.5 국지
도로 131 대3-8

신풍동231-1대
소2-1394

신풍동330-2도
일반
도로

경고76-286
1976.9.28

기정 소로 1 398 10 국지
도로 141 대로3-8

신풍동300-4도
경관광장 제1호
신풍동356-5도

일반
도로

수고12-78
2012.03.30.

변경 소로 1 398 10 특수
도로 144 대로3-8

신풍동300-4도
경관광장 제1호
신풍동356-5도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78
2012.04.02.

기정 소로 2 276 8 국지
도로 309 대1-1 

연무동173-1전 중3-213 일반
도로

경고79-115
1979.4.13

변경 소로 2 276 8 국지
도로 311 대1-1 

연무동173-1전 중3-213 일반
도로

경고79-115
1979.4.13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278 8 국지
도로 107 소2-276 중3-213 일반

도로
경고75-74
1975.2.26

변경 소로 2 278 8 국지
도로 110 소2-276 중3-213 일반

도로
경고75-74
1975.2.26

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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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36 7.5~10.5 국지
도로 77 소로1-46

신풍동356-5도
소로1-398

신풍동260-3대
일반
도로

수고12-78
2012.03.30

변경 소로 2 1536 7.5~10.5 특수
도로 77 중3-153

신풍동356-5도
소로1-398

신풍동260-3대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78

2012.04.02
사용형태

변경

기정 소로 3 380 6 국지
도로 75 소2-276 중3-213

연무동산27-9임
일반
도로

경고79-115 
1978.4.13

변경 소로 3 380 6 국지
도로 97 소2-276 중3-213

연무동산27-9임
일반
도로

경고79-115 
1978.4.13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388 6 국지
도로 83 중3-화성1 소2-277

연무동202-6대
일반
도로

경고79-115 
1979.4.13

변경 소로 3 388 6 국지
도로 81 중3-화성1 소2-277

연무동202-6대
일반
도로

경고79-115 
1979.4.13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397 6 국지
도로 675 대3-5 대3-5 일반

도로
경고78-256

1978.6.21(파송)

변경 소로 3 397 6 국지
도로 675 대3-5

남수동11-676대
대3-5

남수동11-697대
일반
도로

경고78-256
1978.6.21(파송)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1626 6 국지
도로 86 소3-474 소3-475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변경 소로 3 1626 6 국지
도로 33 소3-474 사회복지21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연장
축소

기정 소로 3 1631 4~8.5 국지
도로 139 중3-9 경관광장 4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변경 소로 3 1631 4~8.5 국지
도로 141 중3-9 경관광장 4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1645 3~5 국지
도로 148 소 3-477 소3-477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변경 소로 3 1645 3~5 국지
도로 118 주차장 130

남수동156-10대 소 3-477 일반
도로

수고09-335
2009.10.15

연장
축소

폐지 소로 3 1663 5~6 집산
도로 117 소 1-46

신풍동353-23도
소 1-398

신풍동260-4대
일반
도로

수고12-78
2012.04.02

폐지 소로 3 1664 6 집산
도로 55 소3-1663

신풍동238-2대
소로3-1665

신풍동235-2대
일반
도로

수고12-78
2012.04.02

폐지 소로 3 1665 3 특수
도로 6 신풍동 235-2대 신풍동 

363-26도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78

2012.04.02

폐지 소로 3 1666 6 집산
도로 56 소 3-1663

신풍동273-1대
소 3-1667

신풍동274-1대
일반
도로

수고12-78
2012.04.02

폐지 소로 3 1667 3 특수
도로 6 신풍동  

274-1대
신풍동 

363-26도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78

2012.04.02

폐지 소로 3 1668 4 특수
도로 15 소 3-1

신풍동273대
소 3-1666
신풍동273대

일반
도로

수고12-78
2012.04.02

폐지 소로 3 1669 6 집산
도로 29 소 1-398

신풍동285-4대
소 3-1669
신풍동288대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78
2012.04.02

기정 소로 3 1673 1.5~4 특수
도로 194 지동307-104도 소2-311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276
2012.10.8

변경 소로 3 1673 1.5~4 특수
도로 88 지동307-119대 소 3-1677

지동294-40전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276
2012.10.8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 1676 1.5~4 특수
도로 101 소 2-311

지동292-3대
소3-1677

지동294-36대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3-27
2013.1.17

노선
분리

기정 소로 3 1674 1.5~5 특수
도로 61 소 2-311 소 3-649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2-276
2012.10.8

신설 소로 3 1677 6 국지
도로 40 소2-311

지동307-121대
소로3-649

지동302-17대
일반
도로

수고13-27
2013.1.17

신설 소로 3 1678 6 국지
도로 33 소2-312

지동270-40대
소3-394

지동 301-65대
일반
도로

수고13-27
2013.1.17

신설 소로 3 1679 6 국지
도로 42 소2-312

지동270-90대
소3-394

지동301-3대
일반
도로

수고13-27
2013.1.17

신설 소로 3 1680 6 특수
도로 68 중3-137

매향동10-102학
소3-398

매향동10-104학
보행자

전용도로
수고13-27
2013.1.17

신설 소로 3 1703 5 국지
도로 64 대3-5

남수동11-842대
소3-474

남수동11-399
일반
도로

수고14-2
2014.1.6

※ ( )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또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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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옛길 복원·정비계획

n 기본방향

○ 수원 화성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함

○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함

○ 화성성역의궤에서 나타난 화성축성 당시의 가로 형태와 1911년 지적도상 

나타나 있는 도로를 검토하여 골목길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지적 형태로 

도로선형을 결정함

n 대상 및 특성

○ 장안동, 신풍동, 북수동, 남수동 일원의 서문옛길, 군량고길, 신풍안길, 팔부자길, 

북수문옛길, 남수길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음

    < 옛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 >

도로명 특성 연장(m) 평균폭원(m) 비고

서문옛길

(화서문-정조로)
화서문에서 성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보관광루트 525.0 3.5 

도시계획

도로

군량고길

(북지-행궁)

서문옛길과 교차되며. 행궁에서 북측 성곽으로의 

자연스러운 도보관광루트 유도 
417.0 3.0 

도시계획

도로

신풍안길
(장안문-행궁)

장안지구에서 행궁으로 향하는 관광루트 유도 307.0 4.0 
도시계획

도로

팔부자길
(장안문-박물관)

낙후된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 음식점, 전통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 등 상권의 부활 도모

380.0 8.0 
도시계획

도로

북수문옛길

(화홍문-정조로)

낙후된 상업지역이지만 팔부자길에서 화홍문까지 

연계 가능
204.0 5.5

도시계획

도로

남수길

(남수동 일대)

수원천 및 가로변 상업시설에서 이면부 

주거지역으로 연계되는 골목길
487.0 3.0

도시계획

도로

n 정비방안

○ 아스팔트보다는 돌이나 흙재질로 포장을 개선함

○ 쌈지공간은 식재하거나 휴게시설을 배치하여 소규모의 마당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함

○ 옛길 주변 건축물은 옛길과 맥락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계부와 

건축물 입면을 전통재질이나 자연재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함

○ 담장허물기 및 근린생활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 함

○ 감나무, 대추나무 등 고유의 옛마을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통 수종 식재를 

권장함 

 골목길 정비 사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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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길 복원·정비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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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 옛길 복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에서 3개소를 폐지함

○ 남수동 일원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및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으로 이용 중인 문화시설(16호)을 포함하여 주차장을 확장함(주차장 130)

○ 현재 매향중학교에 포함된 통신시설부지를 도로시설 면적에서 제척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도록 변경함(주차장 153)

    < 주차장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26 주차장 장안동106-10 일원 320 감) 320 - 

127 주차장 신풍동 142-2 일원 920 감) 920 - 

152 주차장 신풍동 262-5 일원   418 감) 518 -

변경

95 주차장 북수동 282 일원 585 증) 494 1,079 오기정정

130 주차장 남수동 40 일원 492 증) 916 1,408

153 주차장 매향동 93-1 일원 7,924 감) 187 7,737

    < 주차장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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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시설

가. 공 원
○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회 계획에서 5개소를 폐지함

○ 공원 편입(공공공지134호, 남수동 일부문화재구역)에 따른 근린공원 2호 

확장 및 확정 측량결과 반영을 위해 금회 계획에서 2개소를 변경함

○ 오픈스페이스확보 및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공원을 4개소 

신설함

     < 공원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소공원 장안동 316-3 106 감)   106 -

2 소공원 장안동 287 107 감)   107 -

5 소공원 신풍동 141 171 감)   171 -

7 소공원 북수동 169-1 255 감)   255 -

48 소공원  장안동 107-1 344 감)   344 -

변경

2 근린공원  매향동13-1 일원 169,992 증)22,495 192,487

3 역사공원 신풍동221-8 일원 2,742 증)   794 3,536
신풍
지구

49 소공원  남수동11-515 일원 950 감)    22 928

신설

66 소공원 팔달로2가 34-2 일원 - 증)   347 347

67 소공원 북수동 71 일원 - 증)   439 439

72 소공원 지동 231-3번지 일원 - 증)   502 502

73 소공원 지동 465번지 일부 - 증)   140 140

나. 광 장
○ 지구 내  6개소의 광장은 존치하고 주변지역 여건변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에서 1개소를 폐지함

○ 토지의 효율성 증대 및 문화시설 25의 가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광장면적 축소함(경관광장 4)

    < 광장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경관광장 신풍동 258-1 일원 17,934 감)  299 17,635

신풍
지구

4 경관광장 북수동 421-1 일원 1,660 감)   31 1,629

폐지 2 경관광장 북수동 274-1 일원 2,708 감)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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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공지
○ 주변지역의 여건 및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에서 3개소를 

폐지함

○ 골목길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금회 계획에서 1개소를 

신설함

    < 공공공지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4 공공공지 연무동 160-12 일원 19,114 감)19,114  -

138 공공공지 남수동 11-407 일원 2,262 감) 2,262  -

139 공공공지 남수동 16-16 일원 1,078 감) 1,078 -

신설 156 공공공지 신풍동 33-1 - 증)   116 116

    < 공간시설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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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연무동 및 행궁동 주민자치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 행궁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장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문고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청사 74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개소의 파출소를 신설함(공공청사 105)

    < 공공청사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74
화성사업소

관광센터
남창동 14 일원 1,895 감)1,895 -

신설

104
연무동

주민센터
연무동 181-1 일원 - 증)2,006 2,006

105 파출소 남수동 11-841 일원 - 증)  606 606

106
행궁동

주민센터
신풍동 100 - 증)  923 923

108 - 신풍동 92-2, 93-1 - 증)  866 866
사회복지시설

26중복결정

 

나. 학 교
○ 오기정정 및 기존 주차장부지로 편입되어 있던 매향중학교 통신시설 부지를 

학교부지로 포함시켜 시설의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함

    < 학교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삼일중,

상고,공고
매향동10-22 일원 43,419 증)1,249 44,668

오기정정 및 

선형변경

다. 문화시설
○ 수원화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양호한 주택이 입지하여 문화시설 조성 

대비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에서 8개소를 폐지함

○ 기존 문화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함

○ 지역의 여건변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회 계획에서 4개소를 

확장 및 축소함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시설 및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6개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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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8 문화시설  장안동 126-2일원 296 감)  296 -

9 문화시설  장안동 28 일원 443 감)  443 -

10 문화시설  장안동 140-3일원 2,246 감)2,246 -

11 문화시설  신풍동 135일원 502 감)  502 -

14 문화시설  북수동 243일원 564 감)  564 -

15 문화시설  북수동 274-7 일원 2,810 감)2,810 -

16 문화시설  남수동 41-7일원 814 감)  814 -

18 전시시설
신풍동 92-2번지 

일원
866 감)  866 -

변경

4 전시시설  장안동 50 일원 14,036 증)  250 14,286

7
지역문화
복지시설

 매향동 3-2 일원 16,305 감)   27 16,278

12 문화시설  신풍동 130 일원 458 증)  467 925

13 문화시설  북수동 232-3 일원 596 감)  292 304

신설

19
지역문화
복지시설

북수동 274-1 일원 - 증)2,696 2,696

21
지역문화
복지시설

지동 294-8 일원 - 증)  340 340

22
지역문화

복지시설
장안동 322-18 일원 - 증)  968 968

24 미술관 신풍동 274-2 일원 - 증)6,400 6,400

25 문화시설
북수동 33-4번지 

일원
- 증)  385 385

26 문화시설
남수동 11-453대 

일원
- 증)4,258 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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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복지시설
○ 일부 가옥을 제외한 대부분을 매입한 시설로, 문화시설26과 기능 중복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함   

○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관으로 한옥형태의 홍보관과 힐링센터를 구상하고 

있어 용도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폐지함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개소를 신설함

    < 사회복지시설 계획 >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1
사회

복지시설
남수동 11-453 일원 690 감)  690 -

신설

23
사회

복지시설
영화동 37-205 일원 - 증)  286 286

25
사회

복지시설
북수동 274-7 일원 - 증)2,348 2,348

26
사회

복지시설
신풍동 92-2, 93-1 - 증)  866 866

공공청사108
중복결정

    <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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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복원시설

n 미복원시설 복원계획

○ 성곽시설 및 성외·성내시설 중 미복원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복원계획 실시

○ 역사문화시설 복원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 및 상업환경을 보호하고 

관광 활성화를 고려하여 복원형태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 수원화성 문화재 단계별복원 계획 >

구분 명 칭 시 설 명 1단계 복원 2단계 복원 3단계 복원 비  고

총 계 총 36개소  6개소 5개소 25개소

성곽

시설

소계 6개소 - - 6개소

암문 남암문 - - ○

공심돈 남공심돈 - - ○

적대
남서적대 - - ○

남동적대 - - ○

은구
북은구 - - ○

남은구 - - ○

성내

시설

소계 27개소 6개소 5개소 16개소

행궁

우화관 ○ - -

별주 ○ - -

분봉상시 ○ - -

장춘각 ○ - -

공해

중영 - - ○

이아 - ○ -

별효사청 - - ○

별군관청 - - ○

강무당행각 - - ○

무고행각 - - ○

수성고 - - ○

군무소 - - ○

중포사 - - ○

창고 - - ○ 5개소

수직청 - - ○

감옥 - - ○

수문청 - ○ - 4개소

연못

남지 ○ - -

동지 - - ○

북지 ○ - -

성외

시설

소계 3개소 - - 3개소

정거 영화역 - - ○

사직단 - - ○

지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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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화성 문화재 단계별복원 계획도 >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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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처리계획

1. 장안문 사거리 교통계획

○ 점멸등(신호기표지 포함) 설치 : 1개소

○ 유턴 관련 표지판 설치 : 8개소

○ 일부 토지 매입 후 선형개량 및 좌회전차로 설치(안) 제시 - 장기안2020년

< 장안문 교통처리계획도 >

2. 정조로 주변 교통계획

○ 정조로의 화서문~장안문 구간 내 설치 예정인 노상주차장을 자전거도로로 변경

○ 서문 주변 관광버스 정차를 위한 버스정차 공간 확보

< 정조로 주변 교통처리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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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풍지구 교통계획 

1) 진·출입동선
○ 사업지 북측도로(중로3-1) 확폭(B=8~12m→13m) 및 양측 보도(B=3m) 

설치

○ 정조로(대로3-8)를 확폭(B=25m→29.5m)하여 종로사거리 북측 접근로상 

좌회전 2개 차로(㉮) 확보, 교차로(㉯) 설치

○ 생태교통시범지역 테마거리조성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신풍초등학교 북동측에 

회전교차로 설치

2) 자전거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정조로(대로3-8)에 자전거도로(B=1.5m) 설치계획 반영

○ 소로1-398, 소로2-1536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 신풍지구 교통처리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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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천변 교통계획

○ 매향교(3차로)→팔달구청(2차로)방면의 차로 변경 및 수원천 일방통행체계 

변경 시행 시 매향교 남측 3차로를 금번 보도로 변경

○ 수원천로 일방통행체계 수립(향후 주민의견 반영 후 시행)

자전거도로 설치(B=1.5~2.0m, L=811m), 보도 추가 설치 (B=2.0m, L=65m)  

창룡문로 횡단보도 설치 : 1개소, 이미지 험프 설치 : 2개소

노상주차 설치(총105면), 기타 표지판 설치

< 수원천변 교통처리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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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전거도로 계획

n 자전거보관소 설치

○ 화서문, 행궁광장, 수원박물관, 창룡문 일대

n 사업지 내부 자전거도로망 체계 구축

○ 정조로 양측보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B=1.5m, L=1,800m) 

○ 창룡문길 보도상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B=1.5m, L=1,800m) 

n 화성성곽 일부도로 자전거도로 설치

○ 팔달공원길(B=1.5m, L=1,250m) 

○ 봉돈길(B=1.5m, L=1,160m) 

○ 화성열차 자전거 겸용도로 개설(단기안 : 창룡문~화서문, B=3.5, L=2.1km)

○ 자전거 혼용도로는 장기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선유도

○ 자전거횡단보도설치(15개소)→ 창룡문길 정조로 구간

○ 계단구간 자전거 경사로 설치(남수문 구간 : B=0.3m, L=51m, 남포루 

구간 : B=0.3m, L=77m) 

                     < 자전거도로 계획 >

단기안 장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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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계획 

가. 기본방향
○ 보행자 중심의 도시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차공간의 

공급 및 운영방안을 모색함

○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관광동선의 운영을 고려하여 배치 등을 계획함

나. 주차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구역 224만㎡내에 현재 노외주차장 102개소(1,331면)이 

운영 중에 있으며 팔달구청 북측에 주차장(약290면)을 조성할 예정임

○ 이면도로 내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안전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이 불량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사유화를 유발함

○ 공공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 하는 주민들의 주차 

방식으로 공공주차장 운영의 한계가 있음

○ 화성행궁 2단계 복원에 따른 대체 공공주차장 확보가 필요함

     < 주차장 현황도 >



Ⅳ. 부문별 계획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 125

다. 주차시설의 공급 확대
n 공공영역의 주차장 건설

○ 행궁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화성행궁 복원에 따른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함

○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은 소생활권을 고려하여 공공주차장을 조성함(약 

343대)

n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민영 주차장 건설 활성화

라. 주차정책 및 운영개선
○ 공공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함

○ 이면도로 노상주차 구획 정리 및 체계적인 불법주차 단속

○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도입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확대

항목
추 진 방 안

단  기 (2009∼2011년) 중  기 (2012∼2016년)

주 차
공 급
및

정 비

∙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 신규건축물은 법정주차 대수이상 확보 유도

∙ 공공주차장 건설 활성화
 - 공영 주차장 확보/설치
 -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 공공시설 활용
   (공공기관,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등)
∙ 내집주차장 갖기운동 추진
∙ 민영주차장건설 홍보 및 부지선정

주 차
운 영
개 선

∙ 주차문화시범사업 추진
∙ 불법주차단속 강화 및 사전방지 대책 검토
∙ 주차환경개선지구 추진
 - 주차수급실태 조사

∙ 주요 시가지 시범사업 추진
∙ 불법주차 사전방지대책
 - 감시카메라 등 설치
∙ 주차장 안내체계 개선

< 주자장 건설 및 운영 개선 시행방안 > 

7. 결론

○ 수원화성 성곽 안은 지속적으로 차량의 흐름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로 변화하도록 유도함

○ 화성행궁과 성곽 주변, 수원천변, 정조로와 창룡대로를 중점적으로 보행 

환경과 자전거 도로 기반을 형성함

○ 거점이 되는 주차공간에서 주변으로 동선이 확장되는 구조를 유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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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

1. 기본방향

○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역사경관을 보호하고, 조망경관을 활성화 함

○ 수원천과 팔달산을 중심으로 생태경관 및 조망경관을 활성화하고 보호함

○ 노후하거나 화성과 이질적인 환경은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유도함 

○ 현대적인 건축물은 역사자원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형성하도록 

유도함

2. 경관유형별 기본계획

가. 경관유형별 기본방향
    < 경관유형별 요소 및 계획방향 >

구  분 주요 경관요소 계 획 방 향

역사문화경관 화성, 화성행궁 등  문화재 주변으로 높이규제 및 인접 건축물의 외관 형태 규제

자연경관 팔달산, 수원천
 팔달산의 조망권 확보 및 주변 경관 위해 요소 정비
 수원천변의 높이규제 및 보행환경 정비

도시경관
정조로, 시장

주거지역
 중심가로의 상징성 부여를 위한 건축물 높이 및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 제시
 건축물 옥외광고물 및 지붕 규제

나. 역사문화경관
n 수원화성 정체성 강화

○ 미복원 시설에 대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함 

○ 성곽 주변 녹지를 보존하고 녹지지역 내 인공시설 설치를 최소화 함 

○ 수원화성 및 주변 공간을 대상으로 상징적인 공간을 형성함

○ 화성성곽 조명을 개선하고 주변 상업시설의 조명은 규제함

성곽주변 야간조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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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수원화성 주변 건축물 경관관리

○ 화성의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건축물의 색채 및 외관을 규제·유도함

○ 건축물 저층부는 관광 및 가로환경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함

○ 성곽 및 팔달산 일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두드러지는 색채의 노후한 

지붕을 개선함

n 주요 역사경관자원으로의 경관 확보

○ 주요 조망대상인 4대문, 공심돈, 화홍문 및 남수문 일대, 서장대와 행궁의 

조망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변지역 경관을 관리하고 조망축을 형성함

○ 4대문 주변은 4대문의 조망을 확보하고 왜소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입면의 규모를 계획함

○ 성곽길, 성곽외길, 화성열차길 등 주요 관광코스를 따라 인접하여 형성 

(조망)되는 시각 민감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고 개선함

< 수원화성 조망관리대상 >

범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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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수원 옛 풍경의 계승 및 대표풍경의 발굴

○ 수원천 일대 : 수원천 수량 확보 및 주변 녹지 조경 관리

○ 화홍문 일대 : 용연 주변으로 휴게시설 확충 및 달밤 국악콘서트 연계

○ 매향교 일대 : 화목·초화류 식재 및 휴게공간 확충

○ 행궁 : 가을국화행사와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를 통하여 옛 정취와 의의 계승

○ 남지 : 연꽃이 아름다운 연못 복원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수원화성 대표이미지 형성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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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경관
n 팔달산 산지경관

○ 산림경관을 보호하고 화성성곽 주변 녹지지역과의 연계성을 형성함

○ 팔달산 주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팔달산 조망권에 위해 되는 요소를 

개선함

산지변 노후 건축물
▶

산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 화성 내부에서 팔달산으로의 시각적 조망을 확보함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의 팔달산 전경

n 수원천 수변경관

○ 수원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팔달산, 수원화성과 연속성 있는 수변 녹지를 

형성함

○ 수변경관과 수원화성 조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의 

저층을 권장함

○ 수원천 주변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관리함

○ 하천변 건축물은 특화거리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형태를 계획하고 정연하게 

배치함

수원천 현황
▶

연속성 있는 수변 녹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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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경관
n 정조로 가로경관 개선

○ 건축물 높이는 최저층수 3층 이상, 최고층수 3~4층 이하로 계획하며 

필지형상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유도함

○ 건축선 이격에 다른 공개공지 계획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형성함

n 전통시장 경관 활성화

○ 팔달문 인근 팔달문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과 장안문 인근 거북시장을 

정비하고 경관 협정을 통해 경관지속성을 유지함

○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로운 형태의 건축물 외관을 계획함

○ 재래시장과 현대적 시장 경관을 고려하여 간판을 정비함 (옥외광고물 지침 

준용)

n 주거지역 경관 정비

○ 화성의 전통적인 요소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붕의 형태 및 색채를 계획· 

정비함

○ 역사문화자원을 돋보이게 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형태를 유도함

○ 주택가 담장 허물기, 골목길 환경정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택지 정주환경을 조성함 (경관협정 연계)

n 품위있는 공공공간 경관 형성

○ 과도한 디자인이나 장식을 제한하고 전통적 양식을 반영하여 품위있는 

시설물을 계획함

○ 개별사업에 따른 제각기 다른 형태의 시설물 배치를 지양하고 통합시설물 

디자인으로 가로나 공간상의 일관성을 확보함

○ 공간적 위계에 따른 디자인 체계를 구분하여 공간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가로경관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주거지역 경관 정비 품위있는 공공공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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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및 획지계획

1. 기본방향

○ 역사·문화자원과 거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유적을 유지하고 도시의 

골격을 최대한 존중함

○ 현황 및 여건에 부합한 최대개발규모 계획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

2. 필지 규제사항

가. 분할 규정

1) 분할가능 규정

○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른 경우

2) 분할 최소면적 규정

구 분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분할 최소면적(㎡) 60 150 150 200

자료 : 건축법 제57조, 시행령 제 80조, 수원시 건축조례 제36조

나. 합병 규정
n 합병불가 규정

○ 각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각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를 경우

○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인 경우

○ 각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를 경우

○ 각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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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동개발 지정 요건

○ 모든 필지의 공동개발 허용함. 단, 소유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다음의 사항에 포함될 경우 공동개발을 불허함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

최소획지규모 미만의 공동개발

도시계획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계획이 예정 또는 확정된 필지가 저촉되는 경우

인접 필지가 부정형하게 되는 등 인접필지의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맹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3. 최대개발규모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대지규모 기준표"에서 제시하는 각 

최대 개발규모 내에서의 공동개발만 허용되며, 서로 다른 최대개발규모에 

속하는 필지간 공동개발은 불허함

○ 최대개발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수행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음

 기존의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둘 이상의 필지에 하나 또는 동일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경우(기 공동건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공공에서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수원시 한옥지원조례에 의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옥 또는 한옥형 건축물

 문화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ㆍ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수원화성 최대개발 규모 기준 >

도면표시 적 용 지 역 용 도 지 역 최대개발규모(㎡)

R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0

R2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30

C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00

C2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000

S1 화서인문문화 특화거리 제1종일반주거지역 330

S2 공방길 특화거리 제1종일반주거지역 330

S3 공방길 특화거리 일반상업지역 1,000

S4 예술문화 특화거리 일반상업지역 1,000

S5 전통시장 특화거리 일반상업지역 1,000



Ⅳ. 부문별 계획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 133

4. 맞벽건축기준

○ 소유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상업지역 및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조례에서 정한 구역은 맞벽건축(합벽건축을 포함)이 가능함

○ 맞벽은 방화벽 구조로 축조하도록 함

n 맞벽건축 불허규정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거나 최소획지규모 미만의 맞벽건축인 경우

○ 예정·확정된 필지가 도시계획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타 법령에 저촉 

되는 경우

○ 부정형의 필지나 맹지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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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계획

1.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불허하며, 

이 법에서 허용되는 용도라도 계획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는 불허함

○ 특화거리조성을 위하여 각각의 테마에 부합하는 권장용도를 부여하고 

세분화된 예시용도를 제시함

2. 건축물 용도 현황

가. 건축물의 주요 용도
○ 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주거(66%)가 가장 많으며, 북수동 및 

행궁동 일대에는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상업시설 중에는 판매시설(10%)이 가장 많으며 팔달문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판매시설은 의류 잡화점의 비중이 높으며, 팔달문 시장 주변에 밀집해 있음

           < 건축물 주요용도 현황 >  

건축물용도 개수(1층주용도) 구성비

총합계 5,220 100%

주거 3,421 66%

판매 505 10%

음식점 293 6%

사무실 206 4%

서비스 89 2%

공장창고 90 2%

사주 93 2%

의료 55 1%

유흥 65 1%

공공문화 66 1%

숙박 66 1%

종교 77 1%

기타 194 4%

        자료 : 수원화성 현장조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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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용도 층별 건축물 유형
○ 저층 단독주택은 감소되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증가되는 추세를 보임

○ 주상복합 유형은 주로 3층 이하로 분포하고 있으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3층이 주거형인 경우가 일부 나타남

구 분 1층 유형 2층 유형 3층 유형

주    거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  차(필로티)

주상복합

주거

주거 주거

상업 주거 상업 상업

< 주거 건축물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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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업지역 건축물 층별 용도 유형
○ 건축물은 층수와 무관하게 단일용도와 복합용도의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성격이 

확연히 구분됨

○ 복합용도에서는 건축물의 고유성격이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묻혀있는 반면, 

단일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외벽의 재료와 색채 성격 등이 그대로 보여 지며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고유 성격도 부여됨

○ 단일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업무, 의료, 학원, 숙박, 종교, 공공시설이며 

기타 1층 건축물과 몇몇 음식점이 단일용도로 사용됨

○ 1층의 주 업종은 판매시설, 음식점이 가장 많으며 의류, 액세서리, 서점, 

약국, 가구, 문구, 인쇄, 전기⋅통신업종 등이며 2층 이상의 용도는 의료, 

학원시설이 가장 비중이 크며 커피숍, 식당, 인터넷관련, 기타 업무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 상업 건축물의 유형 >

구분 1층 유형 2층 유형 3층 유형 4층 유형

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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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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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용도계획

가. 계획의 원칙 및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은 불허함

○ 용도지역·지구에서 정하는 용도에도 불구하고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는 불허하며 불허용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 지나친 규제는 가급적 

지양함

○ 특화거리조성을 위해 각각의 테마에 부합하는 권장용도를 부여함

○ 포괄적인 용도 군이 아닌 세분화된 예시용도를 제시함

나. 지역별 용도계획

1) 불허용도계획

○ 화성경내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법상 

허용하는 용도 중 역사적 경관을 저해하고 주변의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는 불허함

< 건축물 불허용도 대상 >

도면
표시

적용
구역

구분 건 축 법 상 용 도 불  허  용  도

U0

주
거
지
역

전층
불허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의료시설 정신병원

운동시설 사격장

공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발전시설 발전소

판매시설 소매시장(대형백화점 및 쇼핑센터)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상
업
지
역

전층
불허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사격장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창고시설(일반창고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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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용도

○ 특화거리에 테마를 부여하여 각각의 테마에 맞는 권장용도를 제시하여 

활성화를 유도함

< 건축물 권장용도 대상 >

도면
표시

적용
구역

구분
건축법상
용   도

세 부 용 도 예  시  용   도

U1

화서
인문
문화
특화
거리

전층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
(1,000㎡ 미만)

필방, 지업사, 고미술・공예품・
전통용품 및 기타 문화용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300㎡ 미만)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토속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진관, 표구점
(500㎡ 미만)

사진관, 표구점

제조업소
(500㎡ 미만)

공예품・전통용품 제조업소

공연장
(300㎡ 미만)

전통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300㎡ 이상)

전통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장

2층
이상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의원, 침술원 한의원, 침술원

체육도장
(500㎡ 미만)

전통무예 등 전통관련 체육도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미만)

판소리・민요・다도・서예・서당・
전통공예 등 전통문화 관련 학원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정조・수원화성・조선시대 관련 주제나 

생태건축을 주제로 한 연구소

U2

공방길
특화
거리

전층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
(1000㎡ 미만)

필방, 지업사, 고미술・공예품・
전통용품 및 기타 문화용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300㎡ 미만)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토속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500㎡ 미만)

공예품, 전통용품 제조업소

공연장
(300㎡ 미만)

전통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전통공예 전시 및 체험장, 전시장

2층
이상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의원, 침술원 한의원, 침술원

체육도장
(500㎡ 미만)

전통무예 등 전통관련 체육도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미만)

판소리・민요・다도・서예・서당・
전통공예 등 전통예술문화 관련 학원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전통예술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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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적용
구역

구분
건축법상
용   도

세 부 용 도 예  시  용   도

U3
예술문화
특화거리

전층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
(1,000㎡ 미만)

회화・조각・도예・섬유・음악 등의 
예술문화 관련 용품 판매, 갤러리

휴게음식점
(300㎡ 미만)

커피, 전통찻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500㎡ 미만)

회화・조각・도예・섬유・음악 등의 
예술문화 관련 용품 제조업소

서점
예술문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서점

공연장
(300㎡ 미만)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전시장, 미술관, 기념관

갤러리(화랑)

2층
이상
권장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미만)

회화・조각・도예・섬유・음악 등의 
예술문화 관련 학원 

사무소
(500㎡ 미만)

예술문화 관련 협회나 사무실(출판사 포함)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현대예술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소

U4
전통시장
특화거리

전층
권장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
(1,000㎡ 미만)

인테리어 용품 판매점, 예술문화 관련 
용품판매점, 잡화판매점, 목재가구・조립식 

가구・디자이너 가구 등의 가구점, 
솜틀집・철공소 등 사라져가는 20세기 

업종

휴게음식점
(300㎡ 미만)

커피, 전통찻집, 전통음식점, 토속음식점, 
전통주점

2층
이상
권장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500㎡ 미만)

목재가구・조립식가구・디자이너 가구 
관련 학원

제조업소
(500㎡ 미만)

목재가구・조립식가구・디자이너 가구 
제조업소, 인테리어 소품류 제조업소, 의류 

및 잡화 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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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분류표에서 말하는 개별 예시용도의 정의 >

개별 예시용도 정                      의

고미술 관련업종
고미술품의 매매 등 고미술 관련업종은 전적, 고문서, 서화 및 탁본류와 조각, 도자기 및 
기타공예품류, 민속자료 및 기타 문화재와 우리나라, 동양 및 서양 준골동품이나 모조품으로서 

기타 준골동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말함

필방/지업사
필방은 서예와 동양화에 사용하는 붓, 벼루, 먹, 연적 등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며, 지업사는 

각종 형태의 전통종이를 판매하는 곳을 말함

공예품 관련업종

공예품의 제작, 판매 등 공예품 관련업종은 과거에서 전승된 기술과 생산방법, 또는 현대에 
새로이 개발된 기술, 기법, 재료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적, 장식적,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 대중들이 두루 사용하는 생활 용구, 장식품, 기호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제작·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전통용품 전문점
전통용품 전문점은 전통회화, 전통조각, 전통도예, 전통섬유, 전통공예, 전통식품, 전통의류 
등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을 지닌 미술용품 및 장식품, 식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곳을 말함 

기타 문화용품 
판매점

기타 문화용품 판매점은 고미술, 공예품 판매점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주로 
기념품 및 문화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함

잡화 판매점 잡화는 주로 장신구, 신발, 가방 등의 고급 잡화 등을 제작,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표구점
표구를 하는 곳을 말하며, 표구란 서화에 종이나 비단을 발라 꾸미고 나무 등의 장식을 써서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드는 일을 말함

전통찻집 잣죽, 깨죽 등 죽류와 인삼차, 쌍화차 등 차류 만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전통음식점 일반한식 및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토속음식점 각지의 지역 토속음식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말함

전통주점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곳을 말함

전통공연장 국악 및 고전무용 등의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의 공예 시연의 장으로 사용되는 곳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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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용도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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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③

 건축물 규모(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1. 기본방향

○ 건폐율 및 용적률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기준으로 계획함

○ 건축물 높이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기준 

으로 계획함

2. 현황

가. 건폐율 · 용적률 현황 
○ 주거지역 내에서는 크게 저층유형의 단독주택과 3, 4층의 근·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법적기준치 내에서 고른 분포를 함

○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혼재, 건축물의 노후화로 평균 

용적률이 150%내외로 법정 기준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종로사거리를 중심으로 남측구역이 대지 이용과 용적에서 개발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동서 방향 개발밀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위치 건 폐 율 용 적 률

① 52% 121%

② 56% 113%

③ 64% 160%

④ 63% 169%

< 상업지역 내 건축물 규모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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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높이현황 
○ 도시계획조례와 문화재 보호지침의 규제가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어 이에 

따른 층수 높이의 재검토가 필요함

○ 장안문 주변은 성곽 밖으로는 팔달문 주변과 비슷한 개발 밀도를 보이나 

정조로변 이면에는 1, 2층의 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팔달문 주변은 대부분 70, 80년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3, 4층의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음

○ 성곽주변은 문화재보호지침에 따라 저층의 주거가 분포하고 있음

○ 정조로변 건축물은 3, 4층의 건축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5층 이상의 

건축물이 일부 분포함

○ 기타 상업지역에서는 저층 주거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가구특성에 따라 

개발밀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성곽 내부 높이규제 현황 >

구  분 높이제한 적용지역

최고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4층)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창룡문 주변

최고고도지구(6층) 정조로 주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3층 이상) 팔달문 ~장안문간. 대로변 상업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3층 이하) 성곽 주변, 남수동 일대, 수원향교 주변, 행궁 주변 

n 성 외 지역 건축물 높이 현황

○ 팔달문, 장안문 외곽 주변은 성곽 내 건축물 분포와 비슷하게 3, 4층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팔달산 주변 주거지역에서는 1, 2층 건축물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성곽 밖 주거지역 일대는 1, 2층 건축물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성곽내 

보다 저층 노후 주거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 연무동 일대에는 주거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가건물과 

합벽에 의한 주거가 많이 분포 되어 있음

○ 지동일대는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반지하층의 건물이 다수 분포되고 

있으며 성곽과 근접하여 사생활이 침해 받고 있음

    < 성곽 외부 높이규제 현황 >

구  분 높이제한 적용지역

최고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6층) 장안문 서측 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6층) 장안문 북측 상업지역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층 이상) 팔달문 남측 상업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3층 이하) 팔달문 남측 팔달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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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가. 건폐율 계획
○ 각 필지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구 분 도 면 표 시 계 획 내 용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R1, S1, S2 60% 이하 도시계획조례 60%이하

준주거지역 R2 70% 이하 도시계획조례 70%이하

일반상업지역
C1, C2, S3, 

S4, S5
80% 이하 도시계획조례 80%이하

< 용도지역별  건축물 건폐율 현황 >

       ※ 법적 건폐율 이하로 계획되어 건폐율 완화규정은 없음

나. 용적률 계획
○ 각 필지의 용적률은 지역여건(층수제한 및 높이규제)을 감안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이하로 계획함

구 분 도 면 표 시 계 획 내 용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R1, S1, S2 200% 이하 도시계획조례 200%이하

준주거지역 R2 300% 이하 도시계획조례 400%이하

일반상업지역
C1, C2, S3, 

S4, S5
400% 이하 도시계획조례 800%이하

<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적률 현황 >

다. 높이 계획
○ 화성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필지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행위기준을 따름  

문화재(수원화성, 수원향교)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준용하여 높이를 계획함

○ 용도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와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



146

<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계획도 >

 ※ 용도지구와 중복될 경우 높이규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성곽 외부지역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성곽 내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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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성곽 내부지역 >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성곽 외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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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계획

1. 기본방향

○ 경관수준 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선을 계획하여 가로의 

연속성과 경관의 통일성을 확보함

○ 최소한의 건축선 지정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개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

2. 계획원칙 및 기준

가. 계획원칙

○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곳에 한하여 적용함

○ 건축/벽면선은 필지의 2면 이하에 적용되어야 함

○ 건축선 및 벽면선은 공동개발 지정과 높이규제의 

완화를 연계하여 형평성을 도모함

○ 전면공지의 연계를 도모하며 공지 활용을 도모함

○ 건축물의 외벽선은 건축지정선 총길이의 2/3이상 

접해야 함

○ 대지의 부정형상으로 인해 건축선의 설정이 명확 

하지 않을 경우 주로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함

나. 계획기준

○ 전면 공지형 건축선 지정 : 전면도로의 여건에 따라 충분한 보행공간의 확보 

및 가로공원(대지 내 공지)형태의 휴게 공간 등 확보가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지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도보관광의 활성화와 옛거리의 보존을 위해 차도 확보형 건축선은 지정은 지양함

○ 가로경관 정비와 개방감 확보가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건축선 및 벽면선의 종류 >

건축선

건축지정선

∙건축물 외벽을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위치를 지정한 선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2/3를 접할 것

∙대지경계선과 건축지정선 사이에는 건축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건축한계선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못하게 하는 선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는 건축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벽면선
벽면지정선 ∙건축물 외벽을 가지런히 하기위해 건축물의 외벽 위치를 지정한 선

벽면한계선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 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 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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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배치 계획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최대한 

일치되도록 하며,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내 건축물의 벽면은 모든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권장함

○ 성곽인근 경사지붕의 방향은 최대한 성곽과 수직방향으로 조성해야 하며, 

성곽과 수평방향은 금지함

○ 단, 건축물의 세장비가 대지의 형태에 의해 불가피하게 1 : 1.5 이상의 장방형 

으로 조성될 경우에 한해 성곽과 수평이 되게 조성할 수 있음

4. 건축선 계획

가. 벽면한계선 계획
○ 기존의 정조로 886번길에 규정된 벽면한계선은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벽면한계선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아 폐지함

○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1층에 한하여 설정함

    

나. 건축한계선 계획
○ 미관개선 및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반미관지구의 대로변과 성곽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적용함 

    < 벽면한계선 및 건축한계선 지정구역 >

구 분 2M 적용지역 1M 적용지역

벽면한계선 화서인문문화특화거리 예술문화·전통시장 특화거리

건축한계선 일반미관지구 중 대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성곽인접 

도로변

       ※ 벽면한계선과 건축한계선은 지정된 지역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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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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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계획

1. 기본방향

○ 필지별 개발시기의 차이에 따른 단계별 건축외관을 제어하여 건축적 통일감을 

형성함

○ 획일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건축물 외관 계획의 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계획원칙을 적용함

○ 합벽(맞벽)건축일 경우 인접건물과 유사한 디자인, 재질, 색채를 사용하고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동일함

2. 현황

가. 상업지역 건축물 외관
n 정조로변

○ 1층부터 7층 높이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 외관의 통일성을 형성 

하기 어려움

○ 필지의 형상과 규모가 각기 달라 신축 건물의 경우 필지의 조정이 필요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외관의 형태가 달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산만한 

경관을 형성함

옥외광고물 난립 이질적인 재료 가로 연속성 저해

n 이면가로변

○ 과도한 규모와 색채의 옥외광고물이 난립해 있어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인지가 낮음

○ 상점 전면은 적재물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짐

팔부자길 가구거리 통닭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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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거지역 건축물 외관
○ 벽돌·조적조 구조의 단독주택이 대부분으로 일부는 벽돌 건축물로 통일된 

주거지 경관을 형성함

○ 노후한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외벽이나 지붕이 파손된 채 방치된 주택도 다수 

분포하여 경관을 저해함 

단독주택 현황

3. 건축물 외관계획

○ 수원화성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외부형태를 제시하여 주변 

지역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도록 계획함

가. 건축물의 형태

1) 일반사항

○ 인접 건물은 유사한 형태로 마감재료, 색채, 높이, 개구부, 경사지붕 등의 

통일감을 형성함

○ 주요 가각부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함

○ 한옥의 정의는 수원시 한옥지원조례를 따름

2) 지붕의 형태

○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평지붕도 가능함

○ 특화거리는 한식기와 또는 전통형 기와무늬강판을 사용하여 지붕을 조성 

하며, 층간처마 사용을 권장함



Ⅳ. 부문별 계획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 153

3) 사선절제형·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대로와 중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는 사선형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안 됨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대로와 중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는 계단형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1단 이하의 계단형 

건축형태는 저층부 옥상에 옥외테라스의 조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계단형 

으로 보지 않음

○ 사선절제형과 계단형의 혼합은 불허함

4) 미관저해시설 외부노출 금지

○ 옥탑 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경사지붕을 조성하여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유도함

○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옥탑(대로와 중로에 면할 

경우에 한함), 냉각탑 등의 건축 설비시설과 관련배관(덕트) 및 실외기, 

안테나 등을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됨

○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시설이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벽 등 

차폐요소를 사용하며, 경사지붕을 조성하여 전통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하도록 유도함

5) 가설건축물 불허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1,2,3,13의 항목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불허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13.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6) 개구부 없는 외벽면의 처리

○ 정조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가로변 노출을 금지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7) 정조로변 1층 전면 외벽의 시야 개방

○ 정조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의 경우 벽면면적의 80% 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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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셔터 등의 설치

○ 1층 전면 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조성함

9) 계단의 설치

○ 1층 전면 개구부에 계단참 없이 수직으로 접하는 계단의 설치를 금함

10) 1층 전면 개구부의 높이

○ 1층 전면 개구부의 높이는 2.4m이상 3m이하로 설치하여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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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재료

1) 일반사항

○ 허용재료와 불허재료로 구분하여 제시함

허용재료는 역사환경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경관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

불허재료는 금속타일, 반사유리등 반사성 재료 및 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재료로 선정

○ 재료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타의 재료를 허용 또는 불허할 수 있음

2) 허용재료

○ 수원화성의 역사환경이 지닌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경관적으로 조화할 수 

있고, 주변 건물과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질의 재료 및 역사 

환경의 벽면이나 담장에 사용된 전통적인 패턴 소재 등을 모티브로 한 재료 사용

○ 개구부, 환기구 등의 일부 부분을 제외한 외벽면의 80%를 허용재료로 

마감하였을 경우 허용재료가 수용된 것으로 봄 

    < 허용재료 구분 및 예시 >

허 용 재 료

외 장 재

석 재 현무암, 화강석, 사고석

목 재 전통식목재, 목재루버, 목재널

점 토 전돌, 벽돌, 와편, 회벽

금 속 징크

기 타 노출콘크리트, 베이스패널, 스터코

지 붕 재
점 토 한식기와, 일반점토기와

금 속 전통형 기와무늬강판

친환경 소재
(징크, 베이스패널)

석재
(현무암)

석재(화강석)/일반점토기
와, 전통형 기와무늬강판

노출콘크리트

목재를 활용한 소재 (목재루버, 목재널) 전돌, 벽돌 스터코(회반죽)

목재 / 회벽 한식기와 사고석 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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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허재료

○ 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 및 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재료

○ 지나치게 토속적인 재료 (전면 황토블록 또는 황토벽돌 및 황토몰탈 사용, 

초가, 통나무 등)대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재료는 전통경관의 확보를 위하여 

외벽면 전체를 지나치게 토속적인 재료의 사용을 불허함

○ 원색계열의 도료 및 재료

○ 허용재료 외에 외벽면 전체를 페인트로 마감할 수 없음. 다만 외벽면적의 

30%미만은 제23조 건축물의 색채 범위를 준용하여 페인트로 마감할 수 

있으며, 원색계열의 색상은 불허함

○ 플라스틱류(비닐, 천막, 플라스틱 판재 등)

    < 불허재료 구분 및 예시 >

불 허 재 료

외 장 

재

점 토 세라믹 타일류

기 타 콘크리트블록, 시멘트벽돌, 인공합성재료, 페인트, 반사성 재료

지 붕 

재

금 속 기와강판

기 타 비닐, 천막 등의 플라스틱류

세라믹타일 반사성 재료
외벽 전면 페인트

(드라이비트포함)
플라스틱류

인공합성재료 기와강판 아스팔트슁글 콘크리트블록/시멘트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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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색채
○ 색채의 표시는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를 

기준

1) 경사지붕의 색채

○ 비한옥 경사지붕의 경우 R·YR계열은 명도 3이하 채도 3이하, GY계열은 

명도 3이하 채도 2이하, N계열은 명도 3이하의 색채를 사용함  

○ 한옥 경사지붕의 경우 N계열을 사용하며 명도 3이하의 색채를 사용함

    < 지붕색채 계획방향 >

건축형태 비 한 옥 한 옥

허용기준

∙ R·YR 계열 : 명도 3이하, 채도 3이하

∙ GY 계열 : 명도 3이하, 채도 2이하

∙ N 계열 :  명도 3이하

N계열 : 명도 3이하

지 붕 색

예  시

(먼셀기호) 7.5R 2.5/2 7.5YR 3/3 7.5GY 3/1 N 3.0 N 2.0

계 열 명 어두운 회 빨강 어두운 회 노랑
어두운 녹색의 

회색
중회색 어두운 회색

색 이 름 모카 골든 브라운 사핀 그레이 다크 그레이

    < 경사지붕의 허용색상 >

   

        ※ 이 색채파레트는 4도인쇄로 정확하지 않은 근사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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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 R·YR·Y·GY·N계열 색상의 전통적인 이미지와의 연계성, 차분한 

색채를 기준으로 설정함 (경사지붕 조성시 지붕 색채와 유사한 계열을 

사용함)

    < 건축물 외벽 색채 계획방향 >

구  분 색 채 계 획

주조색

∙ 빨강색(R), 주황색(YR), 노랑색(Y), 연두색(GY) 계열(따뜻한 색)
 - 명도 7이상, 채도 4이하 ∙ 무채색 계통(N계열)의 밝은 색으로 할 것
 - 명도 6이상~ 9.5이하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할 것
 - 명도 5이상, 채도 5이하
 - 무채색은 명도 3이상 ~ 6이하∙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강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할 것
 - 명도 5이하, 채도 3이하
 - 무채색은 명도3이하

    < 건축물 외벽의 무채색 허용색상(고명도 권장) >

   < 건축물 외벽의 유채색 허용색상 >

   

  

           

          ※ 이 색채파레트는 4도인쇄로 정확하지 않은 근사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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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외광고물 계획

가. 기본방향
○ 수원시도시경관계획 및 수원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함

○ 옥외광고물에 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개별법(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등)에 우선함

○ 간판의 복합화를 통한 최소 입면적을 적용하여 간판의 난립에 의한 가로 

경관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함

○ 역사도시의 경관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소를 반영하고 거리의 

테마를 표출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함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및 특정구역지정 고시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사항을 반영함

○ 신축건물은 사업승인(건축허가 등)시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을 제출하여 

광고물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옥외광고물 현황
○ 수원천변, 정조로, 화서문로, 신풍로 일대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경관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향상됨

▶  ▶

정비된 옥외광고물 현황 

○ 상업지역 이면부는 여전히 과도한 크기와 원색 위주의 화려한 색채로 

인하여 혼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한 동의 건물에서도 간판의 색채, 크기, 

유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상업지역 이면가로 옥외광고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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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내용

1) 색채

○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운영지침 제23조(건축물의 색채)를 참고하여 업소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함

○ 배경판을 사용할 경우 배경판은 단색을 사용하며, 동일건물 내에서 유사 

계열의 색상을 사용함

2) 수량

○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로 함 (단,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표기방법

○ 상호 또는 브랜드만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함

○ 도로에 면한 건물의 경우 간판의 위치를 통일시킴

4) 재질

○ 업소의 특성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되,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롭게 함

○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단단하고 친근한 자연재료인 

돌과 나무, 견고 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주는 무광택 금속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함

○ 간판 구조체에서 고광택 금속재질이 상당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함

5) 조명

○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 방식을 권장함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에만 하는 부분조명 방식을 사용함

○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음

6) 기타

○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 벽면에는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시설을 층간 슬래브 높이에 설치하여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함. 

단, 배경판을 사용하는 경우 배경판의 크기는 글자크기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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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장안․신풍)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5,495 - 165,495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내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

도

특 별 건 축 구 역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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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수원화성의 정체성을 확립함

○ 한옥건축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한옥을 활성화 함

○ 지속가능한 신 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수원화성과 연계한 시범단지 조성을 

유도함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한옥은 상업지역은 2층 이하, 주거지역은 1층 이하로 층수를 규정함

구    분 일반 건축물 한            옥

층 수 기존과 동일
∙ 상업지역(장안지구) : 2층 이하

∙ 주거지역(기타지역) : 1층 이하

용 도 기존과 동일 ∙ 단독주택, 1·2종 근생, 문화·숙박시설

         

3.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한옥은 대지내 조경과 종지에 대한 사항, 건축물의 건폐율과 높이 등에 대한 

사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함 

구     분 일반 건축물 한  옥 비고

대지의 조경 현행과 동일 완화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 현행과 동일 완화 「건축법」 제58조

 건축물의 건폐율 현행과 동일 완화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현행과 동일

(전면도로폭의 1.5배)
완화 「건축법」 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현행과 동일 완화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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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1. 기본방향

○ 수원화성 미복원 시설들의 복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기투자 된 사업들의 조속한 

완료를 통한 투자대비 효과의 극대화 추구

○ 기수립된「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2008.12)」 

의 "창조적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 반영

○ 3대사업을(역사시설복원부문, 문화관광부문, 공공공간 정비부문)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2. 단계별 사업 구분

가. 단계별 사업 구분

구   분

[역사시설복원 부문] [문화관광 부문] [공공공간 정비부문]

역사유산복원과 보존사업 전통문화 자원화사업 지역민 삶의 질 제고

1단계
(2013

~
2020)

∙ 성내시설 
  -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우화관, 별주, 장춘각, 분봉상시)
  - 남지, 북지∙ 문화재보호구역

∙ 한옥체험단지(1구역)∙ 한옥홍보관∙ 수원천 특화가로
  - 노인복지시설
  - 광장 및 문화시설
  - 예술문화센터 및 주차장∙ 화서인문문화 특화가로
  - 사회복지시설
  - 문화관 클러스터 
  - 어린이박물관, 소공원∙ 영화문화관광지구

∙ 공원·주차장∙ 수원천 정비∙ 공공청사

2단계 
(2021

~
2025)

∙ 성내시설 
  - 수문청(4)
  - 이아∙ 문화재보호구역

∙ 행궁광장 개선∙ 한옥체험단지(2구역)∙ 수원천 특화가로
  - 공공공지 및 도로 정비
  - 남수문 주변 공원 조성∙ 팔부자길 특화가로∙ 한우물남수 특화가로

∙ 공원,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녹지체계구축사업∙ 팔달산 회주도로

3단계 
(2026

~
2030)

∙ 성곽시설 
  - 성곽, 남암문, 남공심돈, 
    남동적대, 남서적대 
  - 남은구, 북은구∙ 성내시설 
  - 중포사, 창고(5)
  - 중영, 감옥, 군무소, 수직청
  - 무고행각,수성고,강무당행각
  - 별효사청, 별군관청, 동지∙ 성외시설
  - 사직단, 지소, 영화역∙ 문화재보호구역

∙ 수원천 특화가로
  - 도로 정비
  - 문화컴플렉스∙ 한옥체험단지(3구역)∙ 신풍지구 남측 복합문화시설∙ 동문길 특화가로∙ 장안창의문화 특화가로∙ 화성열차 제작 및 운행

∙ 공원·주차장∙ 성외공원형 주차장∙ 정조로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개선∙ 화성 외곽·우회 
도로 확장∙ 광교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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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선정 기준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거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 주민 편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조정

2) 타 사업과의 연계성

○ 다른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들은 그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

3) 사업요소 예산 고려

○ 연도별 예산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배분이 되도록 우선순위 조정

4) 거주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

○ 거주·상업 밀집지역, 학교시설 부지의 경우, 이주·이전대책 마련과 

주민·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룰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예측을 

통해 우선순위 조정

3. 단계별 사업 시행계획

1) 1단계(2013~2020)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역사시설
복원

성내시설

화성행궁 우화관, 별주, 분봉상시, 장춘각 163

남지 220

북지 60

문화재구역 정비 603

소   계 1,046

문화관광

한옥체험단지(1구역 :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관) 211

남수동 한옥홍보문화관 181

수원천 특화가로

노인복지시설 133

광장 및 문화시설 65

예술문화센터 및 주차장 115

화서인문문화 특화가로

사회복지시설 50

문화관 클러스터 5

어린이 박물관 및 소공원 37

영화문화관광지구 139

소   계  936

공공공간
정비

녹지체계 정비 및 확충 수원천 정비 309

교통체계 정비 및 확충 주차장 35

주민 편의기반 확충

공공청사 27

주민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10

공원 38

소   계 419

합               계 2,401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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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2021~2025)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역사시설
복원

성내시설
수문청 4개소 9

이아 / 서리청 560

소   계 569

문화관광

행궁광장 개선 131

한옥체험단지(2구역) 396

수원천 특화가로
공공공지 13

남수문 주변 공원 조성 17

역사문화거리조성 101

소   계 658

공공공간

정비

녹지체계 정비 및 
확충

녹지체계 구축사업 212

팔달산 회주도로 34

주민 편의기반 확충

공원, 공공공지 36

노인복지시설(영화동 경로당) 13

주차장 100

소   계 395

합               계 1,622

(단위 : 억원)

3) 3단계(2026~2030)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역사시설
복원

성곽시설
남공심돈, 남동적대, 남서적대,
성곽, 남암문, 남은구, 북은구 

1,944

성내시설

중포사, 창고(5) 23

중영, 감옥, 군무소, 수직청 286

무고행각, 수성고, 강무당행각 318

별효사청, 별군관청, 동지 20

성외시설 사직단, 지소, 영화역 247

소   계 2,838

문화관광

신풍지구 남측 복합문화시설 199

한옥체험단지(3구역) 332

수원천 특화가로 문화컴플렉스 1,284

역사문화거리조성 201

화성열차 제작 및 운행 57

정조로 보행중심가로 환경 정비 172

소   계 2,245

공공공간
정비

교통체계 정비 및 

확충

광교로 및 화성 외곽·우회 도로 확장 1,211

성외공원형 주차장 1,371

주민 편의기반 확충
공원, 공공공지 218

주차장 37

소   계 2,837

합               계 7,92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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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총괄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역사시설
복원

성곽시설 1,944 0 0 1,944

성내시설 1,659 443 569 647

성외시설 247 0 0 247

문화재구역 정비 603 603 0 0

소  계 4,453 1046 569 2,838

문화관광 소  계 3,839 936 658 2,245

공공공간
정비

소  계 3,651 419 395 2,837

합  계 11,943 2,401 1,622 7,920

(단위 : 억원)


